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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man ethical concept: Dignitas
My paper will focus on the roman ethical notion of dignitas, which has not received
the attention it deserves, despite the enormous work being done on ancient ethics
and despite the fact that this is a notion that we, moderns, have inherited from
antiquity and it is part of our conceptual framework in ethical discusssions today. I
will argue that this is a roman notion that has no equivalent in the ancient Greek
ethics, which developed from a notion of social ranking to a universal ethical notion.
The crucial transition took place in Cicero’s philosophical works, namely the De
finibus and De officiis. In these works, however, dignitas is not an inherent property
that applies universally to all humans; for Cicero rather dignitas is tightly connected to
human virtue, and as such we can either maintain it or lose it. Unlike the modern
notion of ‘dignity’ that pertains to all men independently from their characters, views,
or deeds, which can never be lost and from which certain rights arise for every
individual, the ancient dignitas is an ethical concept from which certain duties arise
for the individual who wants to maintain it.
로마인의 윤리 개념 : 디그니타스
본 논문은 디그니타스(존엄성)라는 로마의 윤리 개념에 주목한다. 디그니타스는 고대 윤리
학에 대한 엄청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 현대인이 고대로부터 물려받
은 개념이며 오늘날 윤리적 논의의 인식틀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나는 사회적 개념에서 보편적 윤리 개념으로 발전한 고대
그리스 윤리학에는 이 로마의 윤리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는 키케로(Cicero)의 철학적 연구 성과인 <최고선악론>(De finibus)과 <의무
론>(De officiis)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작품에서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키케로보다 존엄한 것은 인간의 미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도 잃을 수도 있다. 성격, 관점, 행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개인에게 생겨나면 결코 소멸하지 않는 어떤 권리와 같은 현대의
‘존엄성’ 관념과는 달리, 고대의 ‘존엄성’은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지우는 윤리적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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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see what I see? Representing War and the Human in the Internet Age
What ethical responsibilities do we have when representing human life—and death—
during warfare? The question has been around since antiquity, of course. More
recently, the Third Geneva Convention of 1949 commands that prisoners of war be
"protected…against insults and public curiosity" while forbidding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Yet these prohibitions are frequently ignored, especially in the
internet age, when war footage is uploaded to YouTube instantly. Citizen journalism
has enabled us to see our world more critically than before, but do we lose part of
our common humanity when images of dead people are so carelessly distributed over
the internet? Has technology compromised our ability to confer dignity and truth to
war’s victims? Consider Syria’s brutal civil war. In this presentation, I will examine
how humanity is represented during a war in the internet age by comparing two
different representations. The first is the infamous Syrian blog purportedly run by a
Syrian girl, Amina Arraf, but actually fabricated by an American man, Tom MacMaster.
The blog was an international sensation and highlighted human rights in Syria, but its
specifics were fake. MacMaster invented everything to emphasize the desperate
situation in Syria. Was this ethical or has MacMaster debased the pursuit of truth
during wartime? Contrasting MacMaster is Abounaddara, an anonymous and mostly
female collective of self-taught filmmakers who produce mesmerizing portraits of their
country at war. Abounaddara captures the costs of war with an intimacy that is
almost never seen in war reporting. They reject showing the faces of the dead, a
strategy they deem “the right to the image,” and demand others follow them, raising
questions about how images circulate in our contemporary world. By comparing these
two strategies of representing the human today, we can boldly confront the ways our
representations and ourselves are changing in a fast-developing world.
당신도 제가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시대에서의 전쟁과 인간.
전쟁 중 인간의 삶과 죽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물
론 고대부터 이어졌다. 최근에 체결된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한 “모욕과 대

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를 명령하며 동시에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사항은 전쟁 장면이 유튜브에 즉각적으로 업로드 되는 인터
넷 시대에는 종종 무시되고 있다. 시민 언론은 이전보다 이 세상을 더욱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부주의하게 배포될때우리는
우리의공통된인간성의일부를잃어버리는것일까? 기술이 우리가 전쟁 희생자들에게 존엄성과
진실을 부여하는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않을까?
시리아의 잔인한 내전을 생각해 보자. 본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인터넷
시대에서

전쟁중의인간성이어떻게표현되는지에대해조사할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시리아

소녀 아미나 아라프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미국 남성 톰 맥매스터에 의해
운영된 유명한 시리아 블로그이다. 이 블로그는 국제적 선풍을 일으켰으며 시리아의 인권을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짓이었다. 맥매스터는 시리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어냈다. 이것은 윤리적인 것일까, 아니면 맥매스터가 전쟁 중에 일어난
진실의 가치를 떨어트렸다고 해야 할까?
맥매스터와 비교할 사례는 독학으로 영화제작을 공부하여 자국의 전쟁을 매혹적으로 묘사하
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아보우나다라이다. 아보우나다라
는 전쟁 보고에서는 거의 보여진 적 없는 친밀감을 가지고 전쟁의 희생을 포착한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 전략을 “초상권”이라고 여긴다. 그리
고 다른 사람들도 이 전략을 따를 것을 요구하며, 현대 세계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인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표현과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방식에 대담하게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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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s, Persons, and Their Future Personas
The Growing (In)Significances of Human Body and Its Nutritions We, humans cannot
but spin webs to tell ourselves who we are, who we’d like to be, who we shall be.
The ever-so changing make-ups of our world forces us to be so posed. Human
images mostly are at their bases about human bodies. What humans will be like in
near future should include what their bodies will be like. We should like to research
into an aspect of future human bodily images. Moving bodies and the energies that
they require go hand in hand necessarily. Should there be changes in the way we
understand ourselves, our bodies, then there should also be a corresponding changes
in our understanding of what fuels our bodies. The changing world encourages us to
expand our conceptions of “human bodies,” the functions of traditionally considered
nutritions, and the manners of how food resources should be generated.
인간, 사람, 그리고 그들의 미래 페르소나
‘인간 신체’와 ‘그 영양물’의 점증하는 (무)의미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 누가 될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 세계의 구성요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끔 한다. 인간의 이미지는 대부분 인간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미래에 인간이
어떠할지는 그들의 신체가 어떠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인간의 신
체 이미지라는 측면을 연구하려 해야 한다. 움직이는 신체와 신체가 요구하는 에너지는 필
연적으로 함께 간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
리 몸의 연료가 되는 것에 대한 이해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세계가 변화
함에 따라 “인간 신체”, 전통적 영양물의 기능, 식량 자원이 만들어져야 할 방식에 대한 우
리의 이해 역시 폭 넓어질 필요가 있다.

Sun-Ah KANGㅣ University of Seoul
Dr. Kang is a Research Professor in University of Seoul. She received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her study on Metaphor. She published articles mainly on
metaphor and creativity. Her primary fields of research are Aesthetics, Philosophy of
Language and Philosophy of Science. She is currently working on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phors

and

scientific

explanations,

and

Utopia

as

a

metaphor. She can be contacted at kpearl4@snu.ac.kr
Utopia, Metaphor, and Possible Worlds
Utopia i s an imaginary ideal world. However that is not the whole story. Utopia novel
not only shows nonexistent imaginary world but also represents real world through the
mirror image of utopia. Published in 1888, Edward Bellamy’s novel Looking Backward:
2000-1887 is a story about a utopia realized in 2000. From this novel, we can infer
what would be like to live in 1887 rather than learn about imagined 2000 utopia.
Further, we come to realize that our world in 2018 is closer to 1887 than to idealized
2000 in this novel. Ironically, we can see reality more acutely through this utopia
literature. This paper argues that this effect is explained by metaphoric structure of
utopia literature. Utopia literature functions as metaphor for real world. It betrays
reality in a different way than realism novel. The latter describes the real world as it
is, but the former shows reality through the way of describing totally different
imaginary world. This indirect way of representing reality is the significant feature of
metaphor. Metaphoric trait of utopia literature is linked to the possibility that it reveals
aspects of reality or world in a way realism novel cannot. This paper argues that
Utopia literature has a potential to show who really we are, our real image through its
metaphoric structure and possible world semantics fits this metaphor theory well.
유토피아, 가능세계, 그리고 은유
유토피아는 상상된 이상적 세계를 가리키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유토피아 문학은 존재
하지 않는 상상적 세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유토피아의 거울 상을 통해 실제 세계를 재현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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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에더워드

벨라미의

소설

『뒤돌아보며:

2000-1887』은 2000년에 실현된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상상된
2000년도의 유토피아에 대해 알게 되기보다 1887년도 당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2018년의 우리 세계가 이 소설에 묘사된 이상화된 2000년도보다
1887년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유토피아 문학을 통해
현실을 더욱 통렬하게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유토피아 문학에 나타나는 은유적 구조를 통
해 이러한 효과가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유토피아 문학은 실제 세계에 대한 은유로 기능한다. 유토피아 문학은 사실주의 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드러낸다. 후자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만 전자는 전혀
다른 상상된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실재를 보여준다. 실재를 재현하는 간접적인 방

식은 은유의 중요한 특징이다. 유토피아 문학의 은유적 특징은 사실주의 문학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재 또는 세계의 측면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이 논문은 유포피
아 문학이 우리의 참모습을 은유적 구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가능세계 의미론을 통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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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ic Physiognomy from Charles Darwin to Katherine Blackford (1870s-1910s):
reading emotions or human characteristics?
Charles Darwin was one of the first to read photographed human faces in order to
interpret the underneath emotional expressions. This is the third method — the
Recognition experiment — as listed in Darwin’s only book on psychology,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1872). The photographs in this
method were provided by Darwin’s correspondent, French physiologist, Duchenne.
Duchenne galvanized certain muscles in the face of an old man, whose skin was little
sensitive, and thus produced various expressions which were photographed on a large
scale. Darwin in 1868 showed a set of photographs (by Duchenne) to a group of
people to judge what emotions were being expressed. In contrast to the galvanizing
method used by Duchenne to activate facial expressions, the study of human faces
stepped away from scientific research while turned into racist comparisons in 1910s.
This process was not straightforward but underwent two episodes. The first episode
was led by Darwin’s another correspondent, Italian anthropologist, Paolo Mantegazza.
Mantegazza produced an album of pain and sent it to Darwin in 1872. To produce
those painful photographs, Mantegazza subjected himself and other test takers to
painful stimuli. This album was taken along his ethnic surveys, noting some findings
accordant or conflicting with Darwin’s expressional theories. Later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 careful reader of Mantegazza, American character analysist
Katherine Blackford demonstrated labor traits with photographed countenances. Called
by Blackford as the “personnel physiognomy”, it became a popular pseudoscience in
the personnel selection of the 1910s U.S. labor market. Though claiming an
inheritance from Darwinian evolutionism, Katherine’s personnel physiognomy led to
racist claims in the end. Mantegazza’s and Blackford’s works will be discussed in
light of their responses to Darwin’s theories and selective use of Darwinian legacies.
찰스 다윈에서 캐서린 블랙포드에 이르는 사진 관상학(1870s-1910s): 감정 또는 인간의 특
징 읽기?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드러나지 않는 감정표현을 해석하기 위해 촬영된 인간의 얼굴
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것은 다윈의 유일한 심리학 서적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1872)에 있는 세 번째 방법인 인식 실험이다. 이 방법에서 사진들은 다
윈의 특파원인 프랑스 생리학자 뒤시엔느(Duchenne)가 제공한 것이다. 뒤시엔느는 피부가

거의 민감하지 않은 노인의 얼굴에 특정 근육을 자극하여 다양한 표정들을 만들어 내어 이
를 다수 촬영하였다. 1868년 다윈은 뒤시엔느가 촬영한 사진에 어떤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지 판단하라고 일군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뒤시엔느가 얼굴 표정을 소생시키는 데
사용한 자극 방법과 달리 인간의 얼굴연구는 과학연구에서 물러나 1910년대에 인종차별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두 개의 사건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윈
의 또 다른 특파원인 이탈리아 인류학자 파올로 만테가자(Paolo Mantegazza)가 선도하였
다. 만테가자는 통증의 사진첩을 제작하여 1872년에 다윈에게 보냈다. 그 고통스러운 사진
을 만들기 위해 만테가자는 자신과 다른 시험 응시자에게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첩은 그의 인종 조사를 따라 찍혔는데, 다윈의 표현 이론과 일치하거나 상반되는 몇
가지 발견들은 주목할 만하다. 20 세기 초, 만테가자의 신한중 독자인 미국의 성격 분석가
인 카테린느 블랙포드(Katherine Blackford)는 얼굴표정 사진으로 노동자의 성격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블랙포드가 "인사과의 관상학"이라고 명명한 이 회사는 1910년대 미국 노동시
장의 인사 선택에서 대중적인 의사과학이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전을 주장했지만 캐
서린의 인사과의 관상학은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을 이끌었다. 만테가자와 블랙포드의
연구는 다윈의 이론에 대한 응답과 다윈의 유산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다.

